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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및 수신 방법과 그 장치, 이동국 및 기지국

(57) 요약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ed; OFDM) 무선 시스템 또는 다른 타입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업링크 타이밍 동기화 및 액세스 제어에 이용하기 위한 신호 구성, 검출 및 추정 기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지정된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들에서 송신될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이 직교 멀티톤
신호(orthogonal multitone signal)들로부터 구성된다. 멀티톤 신호는 기지국에서의 신호 수신과 관련된 주기적 프리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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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c prefix)가 아직 동기화되지 않은 이동국의 타이밍 에러들을 커버하도록 확장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OFDM 데이
터 송신에 이용된 멀티톤 신호와 유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멀티톤 신호들의 시간 분해성(time resolvability) 및 피
크 대 평균 비율(peak-to-average ratio)을 최적화하는 설계 기법들과, 최대 가능 타이밍 추정(mazimum likelihood
timing estimation)를 위한 효율적인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기반 기법과, 상이한 동기화들로부
터의 타이밍 추정들을 평균화하는 강건한 선형 필터링(robust linear filtering) 기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 업링크 액세스 신호 및 업링크 타이밍 동기
화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호는 다수의 직교 신호들을 포함하는 신호 세트로부터의 신호이며,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이 상기 기지국에서 기지국 샘플 윈도우
를 통해 서로 직교하여 수신되도록 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ed; OFDM) 시스템을 포함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세트는 다수의 멀티톤 신호(multitone signal)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톤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 각각은 그
기저 대역 주파수가 1/T의 정수배인 톤들의 선형 조합을 포함하며, 상기 T는 기지국 샘플 윈도우 크기인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에 대한 상기 샘플 윈도우 크기 T는 OFDM 데이터 심볼들에 대해 상기 시스템에서 이용된
것과 동일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2-

등록특허 10-0742469

각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는 비중첩 톤의 서브셋을 이용하여 상이한 신호들을 갖는 단일 멀티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타
이밍 및 액세스 신호 모두로부터의 상기 톤은 이용가능한 전체 대역폭에 걸쳐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톤 신호는 다중 경로 분산 및 사전 동기화 타이밍 에러를 커버하기에 충분히 큰 주기적 프리픽스(cyclic prefix)
로 송신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 프리픽스는 이미 동기화된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데이터 심볼에서 이용된 주기적 프리픽스보다 큰 무선 통
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비송신의 보호 시간은 적어도 하나의 상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의 시작부 또는 종료부 중 적어도 하나에 부가되어, 상기
적어도 하나의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가 인접 데이터 심볼로 오버런(overrun)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특정의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 동안, 상기 기지국은 멀티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의 단일 T 길이 샘플을 취하며, 상기 T는
상기 기지국 샘플 윈도우 크기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샘플 윈도우는 지정된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 내에 위치되어, 모든 가능한 다중 경로 신호 도달 시간들에 대
해, 상기 샘플 윈도우가 상기 멀티톤 신호에 대한 하나의 T 기간의 안정 상태 사인파 응답을 취하도록 하며, 상기 T는 상기
기지국 샘플 윈도우 크기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3-

등록특허 10-0742469

기지국 타이밍 및 액세스 샘플 윈도우가 상기 기지국의 데이터 샘플 윈도우와 동기화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데이터 송신에도 또한 이용되는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멀티톤 타이밍 및 액세
스 신호를 계산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멀티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를 사전 계산한 후, 그것을 상기 이동국과 관련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무선 통
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 각각은 L 개의 샘플 윈도우들 각각에서의 비중첩 톤의 서브셋을 이
용하여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로 순차적으로 송신된 L 개의 멀티톤 신호들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
기 L 개의 멀티톤 신호들 각각으로부터 T 길이의 샘플을 취하며, 상기 T는 상기 기지국 샘플 윈도우 크기인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멀티톤 신호를 포함하고, 소정의 멀티톤 신호의 계수는 원하는
타이밍 정확도보다 큰 지연에서의 상기 멀티톤 신호의 주기적 자동 상관이 충분히 작도록 선택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멀티톤 신호들을 포함하고, 소정의 멀티톤 신호는 인접한 톤들을
포함하며, 상기 소정의 멀티톤 신호에 대한 계수 선택을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설계 절차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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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IR 필터 설계 절차는 체비체프 다항식(Chebychev polynomial) 설계 절차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
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멀티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톤 신호들 중 소정의 하나의
톤 주파수는 주파수 다이버시티(diversity)를 목적으로 지정된 주파수 스펙트럼을 통해 확산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
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멀티톤 신호는 인접한 톤들의 그룹을 포함하고, 상기 톤들의 그룹은 채널 코히어런스 대역폭(channel
coherence bandwidth)보다 매우 큰 양으로 분리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셋은 멀티톤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톤 신호들 중 소정의 하나의
신호의 계수는 상기 멀티톤 신호의 피크 대 평균 비(peak-to-average ratio)가 최소화되도록 선택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타이밍 또는 액세스 신호 u(t)를 송신할 때, 상기 기지국이 수신된 신호 y(t)에 대해 ML(maximumlikelihood) 추정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타이밍 보정을 추정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다중 경로 채널에서, 상기 ML 추정은 y(t)의 교차 상관 에너지(cross-correlation energy)와 소정의 다중 경로 성분 u(t)
의 합을 최대화하는 시간 τ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수신된 신호 전력은 최대 전체 교차 상관 에너지의 측정에 의해 상기 기지국에서 추정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
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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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u(t)의 다중 경로 성분은 상기 수신된 신호의 평균 자동 상관의 고유 벡터(eigenvector)로서 주어지며, 상기 평균은
상기 다중 경로 채널 및 상기 수신된 신호 잡음에서의 랜덤성을 인계받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성분은 단지 u(t)에만 의존하며, 상기 기지국에 의해 사전 계산 및 저장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
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다중 경로 성분을 갖는 y(t)의 각 교차 상관은 단일의 IFFT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
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송신된 액세스 신호 u(t)의 존재는 추정된 수신 신호 전력이 사전결정된 에너지 임계값을 초과할 때 상기 기지국에 의해 검
출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은 잘못된 액세스 검출 확률과 분실 검출 확률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은 정확한 타이밍 추정를 위해 액세스 신호가 충분한 에너지로 수신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증대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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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재동기화의 빈도가 충분할 때, 상기 이동국이 상이한 재동기화 간격들로부터 획득된 타이밍 보정들을 조합하여 타이밍 추
정 에러들을 평균화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타이밍 추정를 선형적으로 저역 통과 필터링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타이밍 보정을 클립핑(clipping)하도록 동작 가능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
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타이밍 보정을 무시함으로써 상기 보정을 클립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
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소정의 수의 큰 값들이 연속으로 수신되는 경우에만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 타이밍 보정을 수용함으로써 상
기 보정을 클립핑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5.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 업링크 액세스 신호 및 업링크 타이밍 동기화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송신하
도록 동작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호는 다수의 직교 신호들을 포함하는 신호 세트로부터의 신호이고,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이 상기 기지국에서 기지국 샘플 윈도우
를 통해 서로 직교하여 수신되도록 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국.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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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으로 업링크 액세스 신호 및 업링크 타이밍 동기
화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송신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호는 다수의 직교 신호들을 포함하는 신호 세트로부터
의 신호이며,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
호들이 상기 기지국에서 기지국 샘플 윈도우를 통해 서로 직교하여 수신되도록 하는 수단과,
송신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7.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수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으로부터 업링크 액세스 신호 및 업링크 타이밍 동기
화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호는 다수의 직교 신호들을 포함하는 신호 세트로부터의 신호이며,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이 상기 기지국에서 기지국 샘플 윈도우
를 통해 서로 직교하여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신호 수신 방법.

청구항 38.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으로부터 업링크 액세스 신호 및 업링크 타이밍 동기
화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수신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호는 다수의 직교 신호들을 포함하는 신호 세트로부터
의 신호이고,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
호들이 상기 기지국에서 기지국 샘플 윈도우를 통해 서로 직교하여 수신되도록 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처리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9.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기지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이동국으로부터 업링크 액세스 신호 및 업링크 타이밍 동기화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신호를 수
신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호는 다수의 직교 신호들을 포함하는 신호 세트로부터의 신호이며,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이 기지국 샘플 윈도우를 통해 서로 직교
하는 상기 기지국에서 수신되도록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기지국.

청구항 4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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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알. 라로이아(R. Laroia) 등의 발명자에 의해, "Uplink Timing Synchronization and Access Control for a
Multi-Access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이란 명칭으로 본 출원과 함께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일련 번호 09/
503,040)에 기술된 발명과 관련된다.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중 액세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업링크
타이밍 동기화 및 액세스 제어에 이용하기 위한 신호 구성, 검출 및 추정 기법에 관한 것이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FDM)는 차세대의 셀룰라 무선 시스템에서 이
용하기 위한 다중 액세스 방안으로서 최근에 제안되어 왔다. 이들 시스템의 설계시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는, 엄격한 타
이밍 동기화 및 액세스 제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업링크에서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동국("모바일")로
부터의 모든 신호 경로가 그들이 통신하고자 시도하는 특정 기지국의 소위 수신 주기적 프리픽스(receive cyclic prefix)
내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직 동기화되지 않은 새로운 모바일은 기지국과 이미 통신중이며 이미 동기화되어 있
는 모바일로부터의 업링크 데이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기지국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만 한다.
OFDM 업링크 동기화 및 액세스 시스템에서 이용될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구성, 검출 및 추정 기법이 필요하다. 타이
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구성, 검출 및 추정은 고전적인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타이밍 분해성, 신호 대역폭, 신호를 송신하
는 모바일에 대한 전력 요구, 추정 최적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표준 기준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제이. 지. 프로아키스(J.
G. Proakis)에 의한 "Digital Communications"(3rd ed., New York, McGraw Hill, 1995)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것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OFDM 다중 액세스 무선 동기화 시스템에 대한 신호의 설계 및 추정은 여러
가지 고유의 해결 과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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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다중 액세스 채널은 신호들 간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신호 검출 및 추정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신호 간섭
(co-signal interference)을 감소시키고, 간섭 소거 또는 다중 사용자 검출 및 추정와 같은 계산이 어려운 절차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선 시스템에서, 상이한 모바일로부터의 신호들은 매우 다른 전력들로 수신될
수 있고, 강한 신호들이 약한 신호들을 압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호 신호 간섭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상호 신호 간섭
억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은 새로운 모바일이 아직 전력 제어가 될 수 없는 경우, 액세스 동안 특히 중요하다. 또한, 상호
신호 간섭이 감소될 때, 고전력 모바일로부터의 상호 신호 간섭 영향이 감소되기 때문에, 액세스에 실패한 모바일은 후속
하는 액세스 시도들에 있어서 그들의 송신 전력을 보다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다 빠른 전력 증가에 대한 이러한 잠
재성은 액세스 지연을 감소시킬 것이다.
두 번째, 무선 채널에서, 신호 검출 및 타이밍 추정은 채널 페이딩, 다중 경로 지연 확산 및 동일한 대역에서 나타나는 임의
의 간섭에 대해 강건해야 한다. 더욱이, OFDM 시스템에서, 타이밍 추정의 목적은 모든 신호 경로 도달 시간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모든 신호 경로들이 기지국 주기적 프리픽스 내에 도달하도록, 몇몇 타이밍 오프셋을 결정할 필요
만이 있다.
통상적인 기법들은 OFDM 시스템에서 동기화 및 액세스 제어를 위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구성, 추정 및 검출과 관
련된 전술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OFDM 시스템 또는 다른 타입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구성, 검출 및 추정를 위한
개선된 기법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르면, 멀티톤 신호들로부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을 구성함으로써,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들의 세트가 직교하도록 만들어진다. 멀티톤 신호는 예를 들면, 그 기저 대역 톤 주파수들이 1/T의 정수 배수들인 이산 복
합 톤(discrete complex tone)들의 선형 조합일 수 있으며, 여기서 T는 기지국 샘플 윈도우 크기이다. 각 타이밍 및 액세
스 신호는 하나의 그러한 멀티톤 신호를 포함할 수 있으며, 비중첩 톤 주파수들을 이용하여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들에서 멀티톤 신호들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 신호들에 포함된 개별적인 톤들은 길이 T를 갖는 임의의 기간 동안 직교하므로, 그러한 멀티톤 타이밍 및 액
세스 신호들은 기지국 수신기 샘플 윈도우를 통해 직교하며 수신되도록 보장된다. 또한, 선형 채널은 톤 주파수들을 변경
하지 않으므로, 상이한 신호들이 상이한 다중 경로 채널들을 통해 비동기적으로 도달하는 경우에 조차도, 멀티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은 직교하면서 수신될 것이다. 직교성은 전술한 바와 같은 상호 신호 간섭을 제거하므로, 신호 대 잡음비
가 향상되고, 다중 사용자 검출 및 추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거되며, 보다 큰 범위의 수신 전력 레벨들이 허용된다.
시간 TS 동안 각 멀티톤 신호를 송신하는 것에 의해, 가변 도달 시간 및 다중 경로 채널 하에서 직교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TS는 기지국 샘플 윈도우 크기 T보다 크다. 이러한 부가적인 길이 TS - T는 타이밍 슬랙(timing slack)을 제공하여, 가변
도달 시간 및 다중 경로 분산 하에서도, 기지국 샘플이 멀티톤 신호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의 T 기간 사인파 안정 상태 응답
을 항상 캡처하도록 한다.
아직 동기화되지 않은 모바일의 타이밍 에러들은 OFDM 데이터 신호들에서 이용된 것보다 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초과 길이 TS - T를 선택함으로써, 커버될 수 있다. 또한, 송신이 없는 보호 기간(guard period)이 소정의 타이밍 및 액세
스 신호의 양 단부에 부가되어,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가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 밖의 데이터 수신과 간섭하는 것이 방지된
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각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는 하나의 멀티톤 신호를 포함하고, 기지국은 하나의 T 기간 신
호를 캡처한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각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는 차례로 송신된 L 개의 멀티톤 신호들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기지국은 L 개의 멀티톤 신호들의 각각으로부터 하나의 T 기간을 캡처한다. 멀티톤 샘플 포맷을 이용하여 모바
일에 의해 한 번에 송신된 톤들의 피크 수를 감소시켜, 피크 송신 전력 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멀티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톤 주파수 및 계수를 최적화하는 기법들을 제공한다. 이들 기법
에 따르면, 복합 멀티톤 계수들의 톤 주파수 및 크기는 시간 분해성의 기준을 이용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복합 계수들의
위상은 피크 대 평균 비율의 기준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특히, 채널 페이딩을 막기 위해, 각 멀티톤 신호의 톤들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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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시티를 위해 큰 주파수 범위의 길이가 되도록 선택된다. 이러한 다이버시티는 인접한 톤 그룹의 각 멀티톤 신호를
구성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며, 그룹들은 채널 코히어런스 대역폭 이상으로 분리된다. 체비체프 다항식(Chebychev
polynomial)과 같은 FIR 필터 설계 기법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인접한 그룹들에서의 톤들의 계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시간 분해성의 최적화된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결과적인 피크 대 평균 비율을 최소화시키도록 각 톤
신호에서의 톤들의 계수 위상이 선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기지국에 대해 최대 가능(maximum-likelihood; ML) 추정기를 제공하여 수신된 멀티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의 도달 시간을 추정한다. 다중 경로 채널에서, ML 추정은 송신된 신호의 소정의 다중 경로 성분을 갖는 수신
신호의 교차 상관 에너지(cross-correlation energy)들의 합을 최대화하는 지연이다. ML 추정기는 표준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기법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수신 신호 전력은 전체 교차 상관 에너지의 최대값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송신된 액세스 신호의 존재는 추정된 수신 신호 전력이 사전결정된 에너지 임계 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검
출될 수 있다. 타이밍 및 전력에 대한 ML 추정은, 액세스가 허가될 수 있는 경우, 액세스 승인시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타이밍 재동기화가 충분한 빈도를 갖는 경우, 상이한 동기화들에서의 타이밍 추정들이 조
합되어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조합은 기지국으로부터의 타이밍 추정를 선형적으로 저역 통과 필터링(lowpass filtering)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클립핑(clipping) 기법을 이용하여 커다란 의사(spurious) 타이밍 에러들을 차단
할 수 있다. 그러한 타이밍 에러들은 기지국에서 불량한 추정를 초래하는 타이밍 신호의 페이딩으로 인해, 또는 피드백 타
이밍 보정의 방해를 초래하는 피드백 채널의 페이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이하에서, 본 발명은 OFDM에 기초한 예시적인 다중 액세스 무선 통신 시스템과 함께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임의의 특정 타입의 무선 통신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미국 특허 출원(일련 번호 09/503,040)은 모바일이 전용의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에서 소정의 타이밍 및 액
세스 신호를 송신하는, OFDM 동기화 및 액세스 제어를 위한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한 시스템의 예시적인 실시예
에서,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은 업링크 스트림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며, 그 간격 동안 모든 정규 업링크 데이터 송신이 중
지된다. 액세스를 위해, 새로운 모바일은 그 간격 동안 사전지정된 세트의 액세스 신호들 중 하나를 송신하고, 기지국은 각
간격에서 액세스 신호의 존재를 탐색하여 액세스 요구를 검출한다. 액세스 요구가 검출 및 허가되면, 기지국은 초기 타이
밍 및 전력 보정과 더불어 업링크 및 다운링크 채널 할당을 포함하는 액세스 승인을 다운링크에서 전송할 수 있다. 유사하
게, 재동기화를 위해, 모바일은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에서 사전지정된 동기화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기지국은 신호들의
도달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타이밍 보정을 다운링크에서 모바일로 되전송한다.
이러한 예시적인 업링크 동기화 및 액세스 시스템은 업링크 데이터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지정 간격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호의 설계, 검출 및 추정시 커다란 유연성이 제공된다. 특히,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는 정규 OFDM 데이터 신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을 구성, 검출 및 추정하는 기법들을 제공한다. 이들 기법은 위에서 인용한 미국 특허
출원에 개시된 바와 같은 동기화 및 액세스 제어 시스템에서 이용하기에 특히 적합하지만, 다른 타입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다.
멀티톤 신호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멀티톤 신호로부터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가 구성된다. 멀티톤 신호는 (기저 대역에서) 다
음과 같은 형태의 복소 지수들의 선형 조합이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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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은 톤의 수, am은 복소 스칼라, ωm은 톤 주파수, T는 기지국 샘플 윈도우 크기이다. 지수 nm은 각각 0 내지 N-1
의 정수이며, 여기서 N은 이용가능한 톤의 전체 수이다. 데이터 수신과 동일한 처리를 이용하기 위해, 타이밍 및 액세스 윈
도우 크기 T는 OFDM 데이터 심볼들에 대한 윈도우 크기와 동일할 것이다. 시간 TS는 멀티톤 신호의 길이이며, T보다는
크고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의 전체 길이보다는 작을 것이다. 수학식 1의 소정의 신호 u(t)는 기간 T로 주기적이다.
멀티톤 신호는 OFDM 데이터 송신에 대해서도 또한 이용되는 IFFT 처리기를 이용하여 모바일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대
안적으로, 신호는 사전계산되어 모바일의 메모리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의 멀티톤 신호들의 중요한 특성은, 비중첩하는 톤 주파수들의 세트를 갖는 2 개의 멀티톤 신호가 길이 T의
소정의 기간 동안 직교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신된 신호들은 송신된 신호들과 동일한 톤을 갖는 멀티톤 신호일 것이므
로, 그러한 2 개의 멀티톤 신호는 상이한 다중 경로 채널들을 통해 송신된 경우에도 직교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직
교 상태로 수신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은 톤들의 분리된 세트를 갖는 멀티톤 신호들을 이용하여 쉽게 구성될 수 있다.
예로써, 2 개의 예시적인 멀티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포맷, 즉 단일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와, 다중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가 이하 기술될 것이다.
단일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단일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의 예를 도시한다.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은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들이 수신되는 간격을 의미한다. 비록, 도 1에서는 단지 하나의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만을 도시하고 있으나, 다른 모바일
로부터의 많은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이 동일한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에서 수신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지국은 전체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의 하나의 샘플 윈도우를 취한다. 샘플 윈도우는 길이 T를 가지며, 간격의 시작으로
부터 시간 T0에서 시작한다.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의 전체 길이는 Ti로서 나타내진다. 단일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그 자체는 양 단부에서의 길이 Tg1 및 Tg2의 보호 기간(이하 기술됨)과 더불어, 길이 TS의 하나의 멀티톤 신호를 포함한
다. 멀티톤 신호는 전술한 수학식 1의 형태를 갖는다. 직교성을 위해, 상이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은 톤 주파수
ω1,...,ωM의 비중첩 세트를 이용한다. 톤 주파수 ωm 및 계수 am 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하에 기술될 것이다. 타이밍 및 액세
스 신호는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과 동일한 길이를 갖는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는 기지국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에 대해 Δ로 나타낸 바와 같은 에러를 가지면서 도달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Δ는 양(positive) 또는 음(negative)일 수 있다. 제안된 신호 구성 및 타이밍 추정를 위해, 최
대 타이밍 에러 상에 소정의 선험적 경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타이밍 또는 액세스 신호를 송신하기 전에, 이들 경계
내에 타이밍 에러가 속하도록 보장하는 소정의 레벨의 동기화를 모바일이 얻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들 타이밍 에러 경계는
최종적인 원하는 타이밍 에러들보다 클 수 있으며, 개방 루프 동기화와 같은 알려진 기법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길이 Tg1 및 Tg2의 보호 기간은 송신이 없는 기간이다. 보호 기간은 멀티톤 신호가 타이밍 및 액
세스 간격 밖에서의 데이터 수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길이 Tg1 및 Tg2는 타이밍 에러 Δ의 가능한 범위를 커버
하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샘플 윈도우의 시작 포인트 T0은 샘플 윈도우가 모든 가능한 Δ값들에 대해 TS 길이의 멀티톤 신호 내에 전체적으로 놓이
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최대 지연 확산 δmax를 갖는 채널에서, 샘플 윈도우는 멀티톤 신호의 시작으로부터 적어도
δmax에서 시작되어 채널이 T 샘플 윈도우 전에 안정 상태 사인파 응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정렬로, 기지국은 TS
길이의 멀티톤 신호의 정확하게 하나의 T 기간의 안정 상태 사인파 응답을 샘플링한다. 또한, T0은 필요한 경우 조절되어,
타이밍 및 액세스 샘플 윈도우가 OFDM 데이터 심볼의 샘플 윈도우와 동기화되도록 할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타이밍 에러 Δ 및 채널 지연 확산 δmax를 커버하기 위해, 모바일은 하나의 기간 T보다 큰 시간 TS 동안 멀
티톤 신호를 송신해야 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OFDM에서 이용되는 주기적 프리픽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 길
이 TS - T는 일반적으로 OFDM 데이터 심볼에서의 주기적 프리픽스보다 클 것이며, 그 이유는 초과 길이가 아직 동기화
되지 않은 모바일로부터의 타이밍 에러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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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어떠한 환경에서, 모바일은 동시에 많은 수의 톤을 송신하기에는 불충분한 전력을 가질 수 있다. 송신된 톤의 피크 수를 감
소시키기 위해, 다중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포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많은 멀티톤 신호들이 시간적으로 순
차 송신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를 도시한다.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는 차례로 송신된 L 개의 멀티
톤 신호들의 시퀀스를 포함한다. 기지국은 L 개의 멀티톤 신호들 각각으로부터 T 길이의 샘플을 취한다. 단일 샘플의 경우
에서 처럼, L 개의 멀티톤 신호들 각각은 길이가 TS이며 수학식 1의 형태를 갖는다. L 개의 샘플 윈도우들 각각에서, 상이
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은 비중첩하는 톤 주파수들의 세트를 이용해야 한다.
도 1의 단일 샘플 신호에서 처럼, 멀티톤 신호 시퀀스의 시작부 및 종료부에 보호 기간이 부가되어 인접 데이터를 수신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렬을 위해, 보호 기간은 멀티톤 신호들 사이에도 또한 부가될 수 있다. 또한, L 개의 샘플 윈도우
는 그들이 L 개의 멀티톤 신호들 각각의 하나의 T 기간 안정 상태 응답을 취하도록 정렬되어야 한다.
단일 시간 분해성 최적화
수학식 1의 직교 멀티톤 동기화 신호를 설계하는 것은 신호당 톤의 수 M을 선택하고, 각각의 신호에 대해 톤 주파수 ωm 및
계수 am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시를 위해, 설계 기준으로서 시간 분해성 및 피크 대 평균 비율을 이용하여 예시적인
신호 설계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그러나, 타이밍 신호의 정밀한 추정은 특정의 채널 모델을 이용한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섹션에서는 전술한 2 개의 설계 기준 중에서 첫 번째의 기준, 즉 시간 분해성
을 고려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이밍 신호는 신호의 도달 지연이 기지국에 의해 쉽게 추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간 분해성은 채
널 페이딩 및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추정가 얼마나 용이한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간략성을 위해, 우선 단일 경로 채널 모델을 가정한, 멀티톤 신호의 설계를 고려한다. 그런 다음, 다중 경로 채널의 경우로
설명을 확장할 것이다. 단일 경로 채널에서, 모바일은 타이밍 신호 u(t)를 송신하고, 기지국은 그 신호의 지연 버전인 u(tτ)를 수신한다. 기지국은 수신 신호로부터 지연 τ를 추정해야 한다.
수학식 1의 주기 신호 u(t)의 경우, 신호의 주기적 샘플링 자동 상관은 그 시간 분해성의 하나의 간단한 측정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다.
수학식 2

주기적 자동 상관 Ru (τ)는 신호 u(t)와 u(t-τ) 간의 상관도를 나타낸다. 만약, 자동 상관 크기 |Ru(τ)|가 크다면, τ만큼 분
리된 2 개의 지연들을 분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된, 에이. 제이. 비터비(A. J. Viterbi)에 의한 "CDMA:Principles of SpreadSpectrum Communication"(New York, Addison Wesley, 1995)의 부록 3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분석에 의해 보다 정확
히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이어, 지연된 타이밍 신호 u(t-τ)의 잡음, 페이딩 측정 기반으로 2 개의 지연 τ= τ1 및
τ= τ2 사이를 구별하는데 있어서의 최소 에러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최소 에러 가능성은 자동 상관 크기 |Ru
(τ1 - τ2)| 와 더불어 증가하고, 신호 전력 |Ru (0)|와 더불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호한 시간 분해성을 위해, 분해될 모든 지연 차 τ에 대해 작은 |Ru (τ)|를 갖고, 가능한한 큰 신호 전력 Ru (0)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피크형(peaky)" 또는 "화이트 노이즈형(white-noise like)" 자동 상관을 갖는 신호를 갖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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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수의 톤 M의 경우, 양호한 자동 상관 Ru(τ)의 성취를 위해 톤 주파수 ωm 및 계수 am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문제는
어렵다. 그러나, 각각의 타이밍 신호가 인접하는 톤들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매우 간단해진다. 즉, 톤 0 내지
M-1로부터 하나의 타이밍 신호가 구성되고, 톤 M 내지 2M-1로부터 제 2의 신호가 구성되는 등으로 된다. 인접한 톤들
로, 수학식 2에서의 자동 상관 Ru (τ)는 양의 계수 |am| 2를 갖는 M탭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의 주파수 응답으
로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피크형" 자동 상관을 생성하기 위해, 양의 계수를 갖는 표준 FIR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적절한 FIR 필터 설계 기법에 대해서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된, 예를 들면, 에이. 브이. 오펜하임(A. V.
Oppenheim) 및 알. 더블유. 샤퍼(R. W. Schafer)에 의한 "Digital Signal Processing"(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5)에 기술되어 있다. 멀티톤 신호에 매우 적합한 한 가지 FIR 설계 기법은 체비체프 다항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최소-최대 최적화(min-max optimization)에 기초하여 계수 am을 선택하며, δ> 0으로 고정하고, 최소
화를 위해 수학식 1에서 계수 am을 찾는다.
수학식 3

여기서, Emax는 최대 허용 신호 전력이다. 이러한 공식은 모든 τ∈ [δ, T-δ]에 대해 자동 상관 |Ru(τ)|를 균일하게 최소
화하고, 결과적으로는 δ보다 큰 모든 상대적인 지연의 분해성을 최대화한다. 변수 δ는 최소 분해성 지연 분리를 결정하며,
설계 파라미터로서 조절될 수 있다. M 개의 인접한 톤들은, 수학식 3에 대한 해법이 표준이며, 체비체프 필터에 의해 주어
진다. 정확한 수학식은, 예를 들면, 제이. 엘. 브레너(J. L. Brener)에 의한 "Application of Chebychev Polynomials to
Antenna Design"(Topics in Polynomials of One and Several Variables and their Application)과, 티. 엠 스리니바스타
바(T. M. Srinivastava) 및 에이. 야나스하우카스(A. Yanashaukas)(편집자)에 의한 World Scientific Publ., 1993의 문헌
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다중 안테나 설계에 대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다.
상기 분석은 단일 경로 채널 모델을 가정한다. 다중 경로 채널에서는, 채널 페이딩이 존재시 신호 도달 시간이 추정될 필요
가 있다. 채널 페이딩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 출원의 발견적 기법은 톤 선택시에 몇몇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통합하는 것이
다. 즉, 각 멀티톤 신호의 톤들은 커다란 주파수 범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주파수 선택 페이딩은 멀티톤 신호
에서의 톤들의 서브셋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신호 도달 시간 추정에 대한 나쁜 영향이 감소된다.
불행히도, 인접한 톤 선택은 용이한 계수 설계를 허용하지만, 톤들이 모두 서로 인접하여 위치되므로, 인접 톤들은 적은 주
파수 다이버시티를 제공한다.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부가하는 간단한 방법은, 멀티톤 신호가 인접한 톤들의 그룹으로 구성
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그룹들은 채널 코히어런스 대역폭 이상으로 분리된다. 각 인접 그룹 내의 톤들의 계수는 전술한
FIR 및 체비체프 기법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다중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에서, 상이한 인접 그룹들이 상이한 샘플 윈
도우들에 나타날 수 있다.
단일 피크 대 평균 비율 최적화
대부분의 무선 주파수(RF) 증폭기들에 있어서, 신호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일반적으로 그 평균 제곱이 아닌, 신호의
피크값에 의해 결정된다. T 기간 신호 u(t)의 경우, 다음과 같은 피크 대 평균 비율(PAR)을 정의한다.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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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호에 대해, PAR ≥ 1 이다. 큰 PAR을 갖는 신호는 송신하기 위해 보다 큰 피크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RF 증폭기에
서 보다 큰 동적 범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능한한 (1에 근사한) 작은 PAR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수학식 2에서의 자동 상관 함수 |Ru (τ)|는 단지 계수 크기 |am|에만 의존한다. 따라서, 자동 상
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PAR을 최소화하도록 계수 am의 위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PAR의 최소화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복소 계수 am = h mexp(jφm)을 기록한다(여기서, h m ≥ 0은 크기이고, φ m은
위상). 크기 h m은 전술한 시간 분해성 최적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PAR은 위상 φm을 조절함으로써 최소화
된다. h m의 값은 수학식 4에서의 놈(norm) ||u|| 2를 고정하며, 따라서 위상 φm에 대한 PAR 최소화는 피크 놈 ||u||

∞

최소화와 등가이다. 따라서, PAR 최소화는 다음과 같이 재기록될 수 있다.
수학식 5

적절한 크기의 M을 위해, 잘 알려진 수 최적화 기법들에 의해 대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중 경로 타이밍 추정 및 액세스 검출
슬롯형 타이밍 및 액세스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의 존재에 대해 각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을 탐
색하는 것이 기지국의 임무이다. 검출된 각 신호에 대해, 기지국은 어떠한 타겟 도달 시간에 대한 신호의 도달 시간을 측정
하여, 적절한 타이밍 보정을 모바일로 되전송한다. 이러한 선택은 전술한 멀티톤 신호들의 검출 및 타이밍 추정를 고려한
다.
멀티톤 신호들의 추정 및 검출을 위해, 랜덤 다중 경로 채널 모델이, 대응하는 ML 추정기와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랜덤 다
중 경로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액세스 및 검출은 채널 변화 및 채널 다중 경로에 대해 고유하게 강건할 것이다. 또한, 일반
적으로 ML 추정기는 추정 에러에 대해 양호한 통계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검출 및 추정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랜덤 다중 경로 채널 모델에 대한 ML 추정기는 간단한 FFT 루틴들로 구현될 수 있다.
다중 경로 채널 모델 및 추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채널은 T 길이 샘플 윈도우의 시작에 대해 일부 간격에
포함된 랜덤 도달 시간 [τ, τ+δmax]을 갖는, 다수의 독립적 랜덤 페이딩 경로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간략성을 위
해, 단일 샘플 멀티톤 신호들의 추정 및 검출에 대해서만 기술할 것이다. 이하의 예시적인 설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중
샘플 신호들로의 확장은 간단하다. 변수 τ는 제 1 도달 시간을 나타내며, δmax는 최대 지연 확산이다. 기지국은 선험적으로
지연 확산 δmax 및 평균 채널 전력 지연 프로파일 p(t)(t∈[0,δmax])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제 1 도달 시간
τ는 알려지지 않는다.
기지국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제 1 도달 시간 τ를 추정하는 것이다. τ를 추정하는 것은 모바일로부터의 신호 도달 시간의
범위를 위치시킬 것이다. 알려진 도달 시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지국은 타이밍 보정을 모바일로 전송할 것이며, 모바일
은 보정을 적용한 후, 모바일로부터의 모든 신호 경로가 기지국 주기적 프리픽스 내에 도달할 것을 보장할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제 1 도달 시간 τ는 간격 τ∈[0, T]의 범위인 것으로 가정할 것이다. 멀티톤 신호들은 T 기간이므로, 신호
의 도달 시간은 T의 배수들 까지만 결정될 수 있다. τ∈[0, T]의 가정은 τ를 하나의 T 주기 간격으로 제한하여 도달 시간
을 명확하게 한다.
랜덤 다중 경로 채널 모델의 경우, ML 추정기는 표준 시간 영역 상관의 합산에 의해 주어짐을 알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중 경로 검출 및 타이밍 추정 시스템(100)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한다. 시스템(100)은 전술한
ML 추정기의 대략적인 FFT 기반 구현이며, OFDM 시스템의 기지국 내에서 구현된다. 기지국은 수학식 1의 멀티톤 신호
u(t)의 존재를 검출하여 타이밍을 추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검출 및 추정될 신호의 계수 am 및 주파수 ωm은 기지국에 알
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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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시스템(100)에 대한 입력 신호 y(t)는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으로부터 취해진 복소, 기저대역, T 샘플이다. 간략성
을 위해, 다시 단일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를 가정한다. 시스템(100)은 N 개의 신호 샘플을 취한 후, IFFT 구성 요소
(102)에서 N 포인트 IFFT를 계산한다. IFFT 성분들의 벡터를 Y로 나타낸다. 벡터 Y는 승산기(103-m)(m=1, 2,.., S)를
이용하여 벡터
에 의해 성분 방식(component-wise) 승산되며, 각각의 결과는 벡터들을 얻기 위해 대응하는 FFT 크
기 구성 요소(104-m)를 통과한다.
수학식 6

벡터
는 u(t)의 소정의 다중 경로 성분의 IFFT 벡터의 복소 공액들이며, 이하에 기술된다. 다중 경로 성분의 수 S는 M
미만이며, 이하에 기술될 것이다.
rmk를 rm의 k 번째 성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k 샘플의 지연에서 m 번째 다중 경로 성분의 상관을 나타낸다. 벡터 rm은 구성
요소(106)에서 합산되어, 모든 다중 경로 성분에 대한 전체 전력을 제공한다. 시스템(100)은 최대 전체 전력이 충분히 큰
경우, 신호 y(t)가 동기화 신호 u(t)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신호가 검출된다.
수학식 7

여기서, C > 0은 조절가능한 임계값이다. 최대 판정 및 임계화(thresholding) 프로세스는 각각 구성 요소들(108, 110)에
서 구현된다. 신호가 검출되면, 신호의 제 1 도달 시간에 대한 추정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8

전술한 바와 같이, 제 1 도달 시간의 추정

는 신호의 도달 시간들을 범위 [

,

+δmax]로 위치시킨다. 추정된 도달 시

간 범위로, 기지국은 적절한 타이밍 보정을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다.
다중 경로 성분 벡터 A m은 다음과 같이 사전 계산될 수 있다. MxM 매트릭스 R을 정의하면, 그것의 k, l 번째 성분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9

또한,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를 정의한다.
수학식 10

여기서,

> 0는 예상되는 신호 대 잡음비에 따라 조절가능한 파라미터이다. σm(m=1,...,S)을 Q의 S 가장큰 고유값들로,

Um을 대응하는 고유 벡터로 놓는다. 그다음, 다중 경로 성분 벡터 Am은 N 차원 벡터이며, 그것의 l 번째 성분은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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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k는 수학식 1의 멀티톤 신호에서의 k 번째 톤의 지수이며, Um,k는 M 차원 벡터 Um의 k 번째 성분이다. 이 알고리
즘에서 이용된 고유 벡터들의 수 S는 조절가능하다. 큰 수 S의 고유 벡터를 이용하면, 추정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구현시에
있어서의 FFT 유닛의 수가 증가된다.
타이밍 추적
지금까지의 설명은 단일 동기화 측정으로부터의 타이밍 추정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타이밍 에러는
연속적인 재동기화들 사이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이밍 추정은 상이한 재동기화들로부터의 타이밍 에러 추정
들을 조합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연속적인 타이밍 에러 추정들을 조합하는 간단한 기법은, 모바일이 기지국으로부터의 타이밍 보정을 선형적으로 저역 통
과 필터링한 후, 필터링된 보정을 이용하여 송신 클럭을 조절하는 것이다. 타이밍 에러 추정들을 필터링하면 상이한 추정
들로부터의 랜덤 추정 에러들이 평균화된다.
도 4는 모바일에 위치하는 필터링 클럭 오프셋 조절 시스템(200)의 가능한 하나의 구현을 도시한다. 도 4의 시스템(200)
에 대한 입력 e k는 모바일 수신기 내의 k 번째 동기화로부터의 타이밍 에러 추정이다. 타이밍 에러 추정은 기지국에서 수
행되며, 다운링크에서 모바일로 송신된다. 시스템(200)의 출력은 송신(TX) 클럭 어드밴스 d k이며, 이것은 모바일의 업링
크가 기지국에서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이 그의 송신 클럭에 적용하는 시간 오프셋이다.
추정된 타이밍 에러 e k는 큰 값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클립퍼(clipper)(202)를 통과하며, 그러한 큰 값은 수신기에서의 불
량한 타이밍 에러 측정, 또는 피드백 신호의 훼손으로 인한 것이다. 클립퍼(202)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구현은 다음과 같
다.
수학식 12

여기서, M은 조절가능한 임계값이다. 보다 정교한 클립퍼(202)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수학식 13

이 예에서, 마지막 r + 1 값들이 모두 임계값 M보다 크다면, 신호 e k는 클립핑되지 않는다.
클립핑 이후에, 클립핑된 추적 에러(tracking error) g k는 도시된 바와 같이 정적 이득 L을 갖는 구성 요소(204), 합산 구
성 요소(206) 및 피드백 지연 구성 요소(208)를 포함하는 표준 통합 추적 루프(standard integrating tracking loop)를 통
과하게 된다. 구성 요소(204)의 이득 L, [0, 1]은 응답 시간 대 잡음 필터링을 시작하도록 조절될 수 있다.
설계 예
위에서 기술된 설계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가 제공될 것이다. 표 1에 도시된 파라미터들을 갖는 OFDM 시스템을
고려한다. 파라미터들은 음성 트래픽을 갖는 외부 셀룰라 무선 시스템에 기초한 것이다. 심볼 기간 TSYM = 100㎲를 가정
하며, 이것은 초당 10 킬로심볼(ksymbol)의 심볼 레이트를 제공한다. QPSK 변조에서, 이러한 레이트는 단일 톤에서 레이
트 1/2 코딩을 갖는 9.6 kbps의 표준 음성 코딩 레이트 지원하기에 적합하다. 최대 지연 확산을 δmax = 5라고 가정하면,
그것은 평탄한 지형에서의 최악의 경우의 채널을 커버할 것이다. 15 ㎲의 주기적 프리픽스는 +/- 5 ㎲의 타이밍 에러와
더불어, 5 ㎲의 지연 확산을 허용한다. 기본 톤 기간 T = TSYM - TCP = 85 ㎲이며, 톤 스페이싱은 1/T = 12.5 kHz이다. 5
MHz의 표준 대역폭 할당은 N1 = 380 톤들을 5 % 초과 대역폭에 맞춘다. 2의 멱승과 동일한 다수의 톤을 필요로 하는
FFT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 예에서는 샘플 윈도우가 N=512 포인트에서 샘플링되며, 상부 132 톤들은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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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윈도우를 정렬하고 보호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타이밍 에러에 대해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이 예에서, 신호 도달
시간과 기지국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의 시작 사이의 타이밍 에러 Δ는 Δ∈[Δmin, Δmax]의 범위인 것으로 가정하며, Δmin및
Δmax의 값은 표 1에 도시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 기간 멀티톤 신호의 타이밍 추정은 T의 배수까지 불명확
하다. 따라서, 타이밍 에러 Δ에 대해 Δmax -Δmin < T가 명확하게 추정될 필요가 있다. 타이밍 재동기화 및 액세스 신호에
대해 다른 타이밍 범위가 가정된다. 액세스 신호에 대해, 타이밍 에러는 기지국과 모바일 간의 라운드 트립(round-trip) 전
달 시간이다. 타이밍 에러 범위 [0, 70㎲]는 10.5 km 까지의 셀 반경을 허용한다. 재동기화 신호에 대해, 타이밍 에러는 재
동기화 직전의 에러이다. 모바일은 재동기화 전에 주기적 프리픽스 내에 동기화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최대 타이밍 에러는
+/- 15 ㎲일 수 있다. 안전성을 위해, 표 1에서는 약간 큰 범위인 +/- 20 ㎲로 가정한다.
도 5는 전술한 시스템에 대한 다중 샘플 신호 설계를 도시한다. 시간축 상의 표시는 기지국에서의 OFDM 심볼 기간들 사
이의 경계를 나타낸다. 설명을 위해, 정수의 OFDM 심볼 기간을 갖는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 예에서는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을 5 심볼, 또는 500 ㎲의 길이라고 가정한다. 신호에서의 멀티톤 성분들의 수는 이동
국에서 이용가능한 피크 전력에 의존한다. 설명을 위해,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는 L=2 멀티톤 성분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
다.
기지국은 2 개의 멀티톤 성분들 각각으로부터 하나의 T 기간 샘플을 취한다. 데이터 신호의 샘플링으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의 샘플링을 동기화하기 위해, TSYM 길이 심볼 기간의 마지막 T 초로부터 샘플링이 취해진다. 제 1 멀티톤 성분은 5
심볼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의 제 2 심볼에서 기지국에 의해 샘플링되며, 제 2 성분은 제 4 심볼에서 샘플링된다.
멀티톤 성분들은 각각 TS = 2T = 170 ㎲의 길이이며, 이것은 타이밍 에러 Δ에서 최대 범위를 허용한다. 표 1에 도시된 보
호 기간 Tg1, Tg2 및 Tg3은 모든 타이밍 에러들 Δ∈[Δmin, Δmax]에 대해, 2 개의 멀티톤 신호들 각각의 정확하게 하나의 T
기간이 정확한 샘플 기간에 속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모든 타이밍 에러에 대해, 멀티톤 신호 성분들은 항상 타이밍 및
액세스 간격 내에 수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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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멀티톤 신호에서 이용된 톤의 수는 이동국에서 이용가능한 송신 전력, 원하는 타이밍 분해도, 각 간격에서 이용가능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의 수에 의존한다. 예로써, 각 멀티톤 신호 내에 M = 16 톤을 가지며, 전체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에
대해 전체 32 개의 톤을 제공하는 멀티톤 신호 설계를 고려할 것이다. 각 멀티톤 신호에 대해 이용가능한 380 개의 톤을 가
지고, 상호 중첩하지 않는 톤들의 세트를 갖는 NSIG = 23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를 구성할 수 있다.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
라, 23 개의 신호는 타이밍 재동기화를 위한 신호와 액세스를 위한 신호로 분할될 수 있다.
23 개의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들 사이에 톤을 할당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이용가능하다. 전술한 FIR 설계 기
법을 이용하기 위해,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 LM = 32 인접 톤들 각각을 할당하고, 2 개의 멀티톤 신호들 각각에 16 톤들을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위해, 톤들을 예를 들면, 각각 16 개의 톤으로 이루어지는 2 개의 인접하며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룹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톤의 제 1 그룹은 제 1 멀티톤 신호에서, 제 2 그룹은 제 2 멀
티톤 신호에서 송신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예의 나머지에 대해, k 번째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k=1,...,23)가 제 1 멀티톤
신호에 대해 16(k-1) 내지 16k-1 개의 톤을 이용하고, 제 2 멀티톤 신호에서는 16(l-l) 내지 16l-1 (여기서, l = (k+12)
mod 23) 개의 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톤 할당으로, 모든 멀티톤 신호는 동일한 상대적 톤 배치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신호들에 대해 동일한 톤 계수 am
(m=1,...,M)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표 2는 전술한 최적화 절차에 기초하여 도출된 가능한 톤 계수들의 세트를 도시한
다. 계수 크기는 δ=T/M을 갖는 최적화 문제(3)를 해결하기 위해 체비체프 다항식을 이용하여 선택되었다. 계수 위상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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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대 평균 비율(PAR)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5)를 이용하여 선택되었다. PAR 최적화 문제의 경우, 임의의 초기 포인
트로 시작하며 랜덤 단계 방향을 갖는 변수들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는 반복적인 랜덤 탐색 기법을 이용한다. 알고리즘을
100 회 실행시킨 후, 1.38의 최소 PAR을 얻었으며, 이것은 하한 경계 PAR ≥1에 근사한 것이다.

[표 2]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추정 및 검출 섹션은 단지 단일 샘플 신호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2 개의 멀티톤 신호들 각각에서
의 16 톤에 대해 수신된 값들을 측정하고, 전체 32 개의 값들을 그것이 동시에 측정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다중 샘플 신
호에 대한 추정 및 검출이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코히어런트 조합은, 채널이 제 1 및 제 2 샘플 사이의 200 ㎲
에 대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 유효하다.
코히어런트 추정를 이용하여, 수학식 9 및 10에서 각각 주어진 32x32 매트릭스 R 및 Q를 구성함으로써 ML 다중 경로 타
이밍 추정기를 도출할 수 있다. 만약, τ∈[0, δmax]에 대해 p(τ)=1/δmax인 균일한 다중 경로 프로파일을 가정한다면, 매트
릭스 Q의 32 개의 고유값들 중 단지 4 개만이 무시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ML 추정기는 단지 S=4 다중
경로 상관으로 잘 구현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다. 또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설명과 관련하여 위에서 취해진 가정들은 설명의 간
략성 및 명료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영역을 제한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물론, 본 발명은 이들 가정이 적용되
지 않는 시스템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것과는 다른 타입, 배열 및 구성을 이용하여 구성 요
소들을 처리함으로써, 본 발명을 구현할 수도 있다. 당업자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의 영역에 속하는 이들 및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들도 명확히 알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무선 시스템 또는 다른 타입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업링크 타이밍
동기화 및 액세스 제어에 이용하기 위한 향상된 신호 구성, 검출 및 추정 기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단일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 샘플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다중 경로 검출 및 타이밍 추정 시스템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필터링을 갖는 이동국 클럭 오프셋 조절 시스템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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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설계에 대한 타이밍 및 액세스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IFFT 103 : 승산기
104 : FFT 크기 구성 요소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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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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